
ABSTRACT

PURPOSES : This paper focuses on strength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mix design with cement type and mineral admixture from
laboratory and field tests in cool weather.

METHODS : Two methods evaluated the mix design of concrete pavement in cool weather. Firstly, laboratory tests including slump, air
contents, setting time, strength, maturity, and freezing-thawing test were conducted. Three alternativ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tests.
Secondly, a field test was conducted and the optimum mix design in cool weather was suggested .    

RESULTS : It is an evident from the laboratory test that a mix with type Ⅲ cement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one with type Ⅰ
cement. There was a delay in strength development of a mix with mineral admixture compared to mix design without any mineral admixture. In
the field test, type Ⅲ cement+flyash 20% mix design proved the best performance.

CONCLUSIONS : For concrete pavement in cool weather, mix design using type Ⅲ cement could overcome the strength delay due to
mineral admixture. Moreover, it is possible to make sure of durability of pavement. Therefore, strength and durability problems due to cool
weather would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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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후는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3월~4월과 10월~11월 사이에는

Fig. 1과 같이 10℃ 이하의 저온 환경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기상청, 2016). 실제로 최근 건설되는 고

속도로 노선은 대부분 산악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굳지

않은 콘크리트 포장이 평지보다 더 낮은 온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콘크리트 포장의 내

구성 향상을 위해 혼합되는 광물성 혼화재료 중 플라이

애시 2종의 28일 활성도는 80% 이상이고, 대기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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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경우 활성도도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한국도

로공사, 2014). 고로슬래그 미분말도 저온 환경에서는

초결 및 종결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I,

2002). 콘크리트 포장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광물성 혼

화재료를 혼합한 배합을 적용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

으나, 저온 환경에서는 강도발현 지연으로 인해 계절적

으로 품질관리 및 시공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저온 환경 및 재료적인 특성으로 인해 콘크리

트의 충분한 강도 발현 전에 줄눈 절삭이 이루어져 줄눈

부 파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충분한 강도 미확보로

재료적 문제 및 내구성 저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온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

는 콘크리트 배합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내실험 및 현장

시험시공을 통해서 공학적인 기초 물성들을 평가하고,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 다. 

2. 실내 시험 계획 및 결과
2.1. 시험 계획

먼저 조기에 강도발현 할 수 있는 재료를 검토하기 위

한 시험변수를 설정하 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1종

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포장 재료를 생산하고 있

다. 하지만, 저온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도발현이 지

연되기 때문에 줄눈절삭 시 파손을 방지하고 동해를 예

방하기 위해서 강도가 1종 시멘트보다 빨리 발현되는 3

종 시멘트를 대안으로 적용하 다. 콘크리트 포장의 내

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플

라이 애시를 시멘트 대비 2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2012). 하지만, 플라이 애시 및 슬

래그를 혼합할 경우, 일반적으로 재령 초기의 강도 발현

이 늦어진다. 따라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1종 및 3종

시멘트에 대해서, 그리고 플라이 애시를 20%를 치환한

경우, 고로슬래그를 40%를 치환한 경우에 대해 시험 변

수로 선정하 다(국토교통부, 2008). 또한, 저온 대비

다른 양생온도에서 콘크리트의 물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4, 10, 15, 그리고 20℃로 양생온

도조건을 달리하여 시험하 다. 이 시험변수를 바탕으

로 Table 1에 나타난 배합을 설정하 다. 

각 재료 및 양생조건에 대한 슬럼프, 공기량, 응결시

간, 압축강도 및 동결융해저항성에 대하여 평가하 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KS F

2402(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에 준하여 실시하 으며, 공기량 시험은“KS F

242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을 따랐다(한국표준정보망, 2006 ; 한국표준

정보망, 2012).

두 번째로, 온도 및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의 줄

눈 절삭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초결과 종결 시간을 측

정하 다. 응결 시험은“KS F 2436(관입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에 따라 수행하 다(한

국표준정보망, 2007). 

세 번째로, 강도는 압축강도 실험으로 평가하 으며,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

법)”에 따라 시험변수당 각각 Φ100×200mm 공시체를

3개씩 제작하 다(한국표준정보망, 2014). 압축강도는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각 시험변수별로 양생기간 1, 3, 7, 28일마다 3개씩 측

정하 다(한국표준정보망, 2010). 이때, 각 온도는 공시

체 제작 후 7일간은 각 온도 별수별로 해당 온도조건에

서 양생을 하 으며, 그 이후에는 20℃ 조건에서 양생

하 다.

Fig. 1 Minimum Air Temperature on Each Month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6)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Laboratory Test

Mixture
W/B
(%)

S/a
(%)

Unit weight (kg/㎥)
AD

(B×%)
AE

(AD×%)W
Binder(B) Aggregate

1C 3C FA SG S G

1C+0%

45.0 36.0 150

350 - - - 633 1147 0.3 5.0

1C+F20% 280 - 70 - 624 1131 0.3 10.0

1C+S40% 210 - - 140 629 1141 0.3 5.0

3C+0% - 350 - - 633 1147 0.3 5.0

3C+F20% - 280 70 - 624 1131 0.3 10.0

3C+S40% - 210 - 140 629 1141 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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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각 재료별로 겨울철 동결융해저항성을 평

가하기 위해“KS F 2456(급속 동결융해 시험법)”에 준

하여 실험하 다(한국표준정보망, 2013). 시험 방법으로

는 수중동결수증융해 시험인 A법과 기중동결수중융해시

험인 B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법을 적용하 다.

또한, 제설 환경에서의 콘크리트 재료의 내구성을 알아

보기 위해 일반 담수가 아닌 NaCl 4% 용액에 시편들을

넣었다. 콘크리트 공시체의 중심온도가 동결 시 -18℃,

융해시+4℃가되도록동결융해의반복작용을 1사이클

에 2~4시간 정도로 300사이클 또는 상대동탄성계수가

60% 이하가 되는 사이클까지 되풀이하 다. 각 시편은

50사이클 주기로 상대동탄성계수와 무게감량을 측정하

고시편상태를육안으로관찰하 다.

2.2. 시험 결과

Table 2~6은 본 실험에 사용한 시멘트, 플라이 애

시, 고로슬래그, 골재 및 혼화제의 기본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재료들을 Table 1에 제시된 비율로 혼합하

여 시험을 수행하 다. 

먼저, 배합 및 양생 온도 조건에 따른 슬럼프, 공기량

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 Table 7과 같다. 슬럼프의

경우는 평균 51~75mm 정도 으며, 공기량은

6.0~7.8% 범위내에 있었다. 슬럼프와 공기량 모두 시

멘트만 사용하거나 플라이 애시를 치환한 1종시멘트 배

합이 3종시멘트 배합보다 더 컸으며, 고로슬래그를 사

용한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광물성 혼화재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ype 1 and 3 Cements

Unit Type 1 cement Type 3 cement

Fineness cm2/g 3,580 4,820

Specific gravity g/cm3 3.15 3.12

Compressive
strength

3 days MPa 31.1 34.8

7 days MPa 44.1 46.0

28 days MPa 57.6 57.4

Stability % 0.16 0.08

Setting time
Initial min. 190 105

Final hr 4:45 3:10

Loss ignition % 2.54 0.34

Mgo % 3.88 4.59

SO3 % 2.46 3.72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Flyash 

Unit Value

Silicon dioxide % 52.0

Moisture % 0.03

Loss ignition % 3.76

Density cm2/g 2.21

Fineness

Specific surface
area

cm2/g 3,972

Residue of
45㎛ sieve 

% 13.35

Activity factor 
28 days % 90

91 days % 97

Ratio of flow value % 101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Slag

Unit Value

Density g/cm3 2.90

Fineness (specific surface area) cm2/g 4,410

Activity factor 
7 days % 70

28 days % 89

Ratio of flow value % 100

Mgo % 2.52

SO3 % 2.34

Loss ignition % 2.00

Chloride ion % 0.01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Fine and Coarse Aggregate

Unit Fine agg. Coarse agg.

Density in SSD g/cm3 2.59 2.64

Water absorption ratio % 0.64 0.37

0.08mm sieve passing rate % 3.71 0.6

Gradation

40 mm % - 100

25 mm % - 96.0

20 mm % - 64.0

13 mm % - 33.3

10 mm % 100 17.3

5 mm % 96.5 1.3

2.5 mm % 90.1 -

1.2 mm % 75.2 -

0.6 mm % 38.0 -

0.3 mm % 10.9 -

0.15 mm % 2.0 -

Fineness modulus - 2.87 7.21

Clay % 0.9 0.17

Weight of unit volume - - 1,500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Chemical Admixtures

Type
Specific
gravity

Solid
content(%)

Manufacture 

Water-reducing
agent based on PC

1.08 23.2 “D”

Air-entraining
agent

1.04 23.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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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여부에 따른 경향은 시멘트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다음으로 각 시험변수별로 초결과 종결 시간을 나타

낸 것이 Fig. 2이다. 예상대로 전체적으로 3종 시멘트

를 사용한 배합이 1종 시멘트 배합보다 초결과 종결이

빠르게 나타났다. 초결의 경우, 각 재료별로 응결을 검

토하면 혼화재들을 치환한 배합은 응결시간이 지연되었

으며, 시멘트만 단독으로 사용한 배합의 응결이 가장 빠

르게 나타났다. 저온환경인 4℃에서의 초결시간을 살펴

보면 1종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시멘트만 사용한 배합

이 17시간 45분이 소요되었으며, 고로슬래그 배합은

118시간에, 플라이 애시 배합도 21시간 10분에 나타났

다.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에서는 1종 시멘트만 사

용한 경우보다 3시간 45분 빨라진 12시간 30분이었다.

다음으로 플라이 애시 배합이 13시간 45분에, 고로슬래

그 배합은 15시간 05분에 나타났다. 양생온도에 따라서

는 1종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평균 4℃ 대비 10℃에는

약 8시간 45분, 15℃에서는 약 10시간 55분, 20℃에서

는 약 11시간 38분 정도에 초결이 앞당겨졌다. 3종 시

멘트 배합의 경우는 평균 4℃ 대비 10℃에는 약 5시간

40분, 15℃에서는 약 7시간 20분, 20℃에서는 약 8시

간 정도에 단축되었다. 종결 시험결과, 4℃에서의 1종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시멘트만 사용한 배합이 26시간

05분이 소요되었으며, 고로슬래그 배합은 27시간 45분

에, 플라이 애시배합은 29시간 25분에종결이 발생하

다.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의 경우, 3종 시멘트만 사

용한 배합이 1종 시멘트만 사용한 경우보다 8시간 빨라

진 18시간 05분이었다. 플라이 애시 배합이 19시간 25

분에, 고로슬래그 배합은 21시간 30분에 나타났다. 양생

온도와 관련되어 1종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평균 4℃ 대

비 10℃에는 약 12시간 40분, 15℃에서는 약 16시간 20

분, 20℃에서는약 17시간 45분정도에단축되었다. 3종

시멘트 배합의 경우는 평균 4℃ 대비 10℃에는 약 8시간

30분, 15℃에서는 약 11시간, 20℃에서는 약 12시간 정

도에종결이빨리발생하 다.

압축강도의 경우는 공기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공

기량 1%가 증가하면 압축강도는 5%가 줄어든다고 하

다(Mindess, S. et al., 2003).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목표 공기량과 실측 공기량의 차이를 계산한 후 그 증감

을 압축강도의 변화에 반 하 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

서 다양한 양생온도에 따른 결과를 Table 8과 같이 제

시하 다 (blog.naver.com, Accessed in 2016. 7).

비록 w/c 가 포장용 콘크리트 배합보다 더 높기는 하지

만 1, 3, 7일의 강도는 23℃ 기준온도 대비 낮은 수준이

었으며, 특히 4℃조건은 50%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

타났다. 하지만 28일의 강도는 기준온도대비 4℃는

80% 수준까지 증가하 으며, 13℃는 기준온도의 강도

Table 7. Test Results of Slump and Air Contents

Mixture Temp.
Slump
(mm)

Air(%) Mixture Temp.
Slump
(mm)

Air(%)

1C+0%

4 ℃ 85 7.9

3C+0%

4 ℃ 75 7.3

10 ℃ 80 7.8 10 ℃ 55 6.5

15 ℃ 75 7.7 15 ℃ 60 7.5

20 ℃ 60 7.6 20 ℃ 45 5.8

Ave. 75 7.8 Ave. 59 6.8

1C+
F20%

4 ℃ 95 7.2

3C+
F20%

4 ℃ 80 6.1

10 ℃ 55 5.3 10 ℃ 60 5.9

15 ℃ 65 5.5 15 ℃ 75 5.1

20 ℃ 85 7.2 20 ℃ 70 6.8

Ave. 75 6.3 Ave. 71 6.0

1C+
S40%

4 ℃ 65 6.2

3C+
S40%

4 ℃ 65 7.3

10 ℃ 45 5.2 10 ℃ 50 5.3

15 ℃ 50 6.5 15 ℃ 55 6.9

20 ℃ 45 5.9 20 ℃ 50 6.7

Ave. 51 6.0 Ave. 55 6.6

※ 1C : type I cement, 3C : type Ⅲ cement, F : flyash,  S : slag

F00 : non-flyash, F20 : 20% flyash, S00 : non-slag, 

S40 : 40% slag

Fig. 2 Initial and Final Setting Time

2017.6논문-포장  2017.6.14 3:18 PM  페이지4   프린텍1 



한국도로학회 논문집·제19권 제3호 5

를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다. 90일 이후는 기준온도보

다 저온의 상태의 경우다 강도가 더 크게 발현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근거로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분석하

다.

본 분석에서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1종

시멘트에 플라이 애시 20% 치환된 배합인 1C+F20%를

20℃로 양생한 경우의 각 재령일 강도를 기준으로 동일

재령에서 다른 배합 및 양생온도조건의 강도를 상대비

교하 다. Table 9는 1C-F20% 배합의 20℃ 양생조건

에서의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로 4℃ 양생 조건에서는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 중에서 시멘트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플라이 애

시를 사용한 경우가 기준배합인 1종-F2S0(20℃) 강도

보다 모든 재령에서 다 높게 나타났다. 고로슬래그를 사

용한 경우에서는 28일 강도를 제외하고는 기준배합의

강도보다 더 낮았다. 1종 시멘트 배합들의 경우는 시멘

트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가 재령 2일과 3일에 각각 기

준대비 64%와 52% 다. 재령 2일과 3일에 플라이 애

시와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배합의 강도는 기준대비 각

각 41%와 37%, 26%와 3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재령 28일 강도에서는 모든 배합들에서 기준대

비 다소 높았으며, 3종 시멘트를 사용한 효과가 크지 않

았다. 또한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플라이 애시를 사용한

배합이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배합보다 강도발현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Table 8. Compressive Strength Ration Depending on 

Curing Temperature and Time (w/c 50%) 

(blog.naver.com, Accessed in 2016. 7) 

Compressive strength ratio (%) over time
(versus 23℃) 

Curing
temperature(℃)

1day 3days 7days 28days90days 365days

4℃ 10 30 40 80 110 105

13℃ 40 60 80 105 120 115

23℃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9. Compressive Strength of 1C+F20% Over Time

Compressive strength over time (MPa)

Curing temperature 1day 3days 7days 28days

20℃ 5.4 13.5  18.1 25.5 

(a) 4℃ Curing Temperature (b) 10℃ Curing Temperature

(c) 15℃ Curing Temperature (d) 20℃ Curing Temperature

Fig. 3 Strength Ratio at Each Curing Temperature Over Compressive Strength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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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10℃ 조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4℃ 양생조

건에 비해 강도가 증가하 다. 재령 1일에서는 3종 시

멘트, 3종 시멘트에 플라이 애시를 치환한 배합이 기준

배합보다 더 높은 강도를 확보하 다. 그리고 재령 3일

에는 1종 시멘트만 사용한 것과 재령 7일에는 3종 시멘

트에 플라이 애시를 치환한 배합도 기준배합보가 강도

가 더 높았다. 재령 28일에서의 강도는 4℃에서처럼 모

든 배합에서 기준대비 높았다. 3종 시멘트를 사용한 효

과는 재령 3일정도까지 으며, 재령 7일서부터는 그 효

과가 미미하 다. 

세 번째로 15℃의 경우, 강도가 더 증가하 으며, 재

령 1일에는 3종 시멘트, 3종 시멘트에 플라이 애시 치환

배합, 1종 시멘트 배합이 기준강도보다 높았으며, 1종

시멘트에 고로슬래그나 플라이 애시를 치환한 배합은

기준을 밑돌았다. 하지만, 재령 3일부터는 모든 배합들

이 기준배합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종 시멘트를 사용

한 효과에서는 시멘트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는 재령 7

일까지 그 효과가 있었으나, 재령 28일에서는 크지 않

았다. 그리고 플라이 애시나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경우

는 재령 1일을 제외하고 다른 재령에서는 그 차이가 상

대적으로 작았다. 

네 번째로 20℃에서는 재령 초기인 3일까지는 3종 시

멘트와 1종 시멘트 배합들간의 차이가 현격하게 발생하

으나, 각 시멘트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재령 7일부터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특

히, 재령 1일과 3일에 3종 시멘트에 플라이 애시나 고로

슬래그를 치환한 경우, 기준배합 대비 약 200%와 130%

정도 강도가 높았다. 또한 거의 모든 배합에서 재령에

상관없이 기준배합 대비 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각 배합별 동결융해시험을 한 결과를 도시

한 것이 Fig. 4이다. 무게감량 변화는 모든 배합에서 초

기 대비 동결융해 300싸이클에 노출된 후에도 ±1% 수

준으로 매우 양호하 다. 1종 시멘트에 비해 3종 시멘

트를 사용한 배합들의 그 변화 정도가 더 적었다. 예상

과 달리 무게감량에서는 시멘트만 넣은 배합이 가장 변

화가 적었으며, 다음은 플라이 애시, 고로슬래그 배합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태 동탄성계수 변화를 측

정한 결과, 변화량이 초기 대비 약 96~102% 수준이었

다. 3종 시멘트 배합의 경우, 고로슬래그 치환 배합의

동탄성계수값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플라이 애시,

무첨가 배합순으로 나타났다. 1종 시멘트의 경우에는

각 싸이클마다 차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 배합 모두

(a) Relative Weight Loss

(b)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Fig. 4 Result of Freezing-thawing Test Over Cycles

Mixture
Specimens after

300 cycles
Mixture

Specimens after
300 cycles

1C-0% 3C-0%

1C-F20% 3C-F20%

1C-S40% 3C-S40%

Fig. 5 Specimens after 300 Freezing-thaw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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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것으로판단된다. 플라이애시나고로슬래그를사

용한배합의경우는상대동탄성계수가 50싸이클노출시

에는 저감되었으나, 그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 다. 각 배합 및 싸이클별로 시편들의 상태를 육안조

사한결과, Fig. 5와같이전반적으로양호한상태 다. 

3. 현장 시험 계획 및 결과
3.1. 시험 계획

실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료적인 측면에서 내구

성을 증진시키지만 강도발현의 지연을 야기하는 플라이

애시나 고로슬래그 등과 같은 광물성 혼화재를 사용하

더라도 3종 시멘트를 사용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

을 확인하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1에 나타난

배합들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C+F20% 대비

3C+F20%와 3C+S40% 배합의 현장 적용성 및 성능의

평가를 목적으로 현장시험시공을 실시하 다. 

각 시험변수별로 강도 발현이 줄눈절삭 상태에 향

을 미치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콘크리트 타설 후 6, 12,

18, 21, 24, 27, 30 시간 후에 줄눈절삭을 하고 상태를

평가하 다. 추가로 일정한 강도를 발현한 후의 줄눈 상

태와의 비교를 위해 타설 후 14일에 줄눈을 절삭한다.

2.0(W)×0.3(H)×5.0(L)m 규격의 슬래브를 총 6개를

설치하여 각 시기별로 줄눈절삭을 한다. 물성 평가로는

각 재료별로 슬럼프, 공기량 및 응결시간을 측정한다.

압축강도는 현장의 재료를 이용하여 6, 12, 18, 21, 24,

72 시간 및 7, 14, 28, 56일 재령에 측정한다. 최대한

현장 슬래브와의 상태와 유사하도록 모사하기 위해 압

축몰드에 시편을 보관하고 해당 시기에 탈형하여 실험

한다. 이러한 강도 특성은 재료의 온도와 연관이 있으므

로 슬래브 및 압축강도 시편에 온도측정 센서를 설치하

여 온도특성을 분석한다. 

시험시공은 쌍용기술연구소 내 재료 야적장에서 이

뤄졌으며, 슬래브 타설은 2016년 3월 30일에 완료하

으며,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변수 및 시간대

별로 줄눈절삭을 수행하고 그 상태를 검토하 다.

Fig. 6은 슬래브 타설 및 줄눈절삭 과정을 나타낸 사

진이다.

3.2. 시험 결과

기초 물성으로는 슬럼프, 공기량, 응결시간을 측정하

으며, Table 10은 그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공기량

은 목표공기량 6% 대비 ±1.3% 내외로 큰 차이가 발생

하지 않았다. 슬럼프의 경우는 3C+S40% 배합의 경우

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3C+F20% 배합,

1C+F20% 배합 순으로 나타났다. 응결시간의 경우는

1C+F20% 배합이 가장 늦었다. 3종 시멘트의 경우는

슬럼프가 낮은 3C+S40% 배합이 3C+F20% 배합보다

초결은 약 1시간 49분, 종결은 29분 정도 빨리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퇴근시간에 맞물려 운반시간차에 원

인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슬래브 및 인근 대기 중에 설치한 온도 센서로부터 얻

은 콘크리트 타설서부터 약 4일간의 대기 및 각 변수별

슬래브 온도와 이를 통해 줄눈절삭 시기에 따라 슬래브

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Fig. 7과 같다. 타설 시 대

기 온도는 15℃ 미만이었으며, 밤 11시쯤 10℃ 아래로

하강하 다. 점점 온도가 낮아져 다음날 아침 7시쯤에

는 6℃정도까지 내려갔다 해가 뜨면서 다시금 상승하

다. 슬래브 온도를 살펴보면 슬래브 타설 후에는 수화반

응이 즉시 발생하지 않아 3~4시간 동안은 대기온도와Fig. 6 Field Test

Table 10. Material Properties of Each Mixture

Mixture
Air

contents
Slump 

Setting time

Initial Final

1C+F20% 4.7% 4.0cm 9h 04m 15h 19m

3C+F20% 5.0% 5.5cm 6h 49m 10h 16m

3C+S40% 6.5% 3.5cm 4h 53m 9h 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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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 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수화반응이 발생하여 대기 온도가 하강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 다. 일정하게 유지된 경

우는 1C+F20%와 3C+S40% 배합이었다. 3C+F20%

배합은 대기 온도가 하강하더라도 슬래브 온도가 상승

하 다. 이후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서 슬래브의 온도는

오후 2시가 되어 최고가 되었다. 3C+F20%이 가장 높

았으며, 3C+S40% 및 1C+F20% 순으로 나타났다. 성

숙도 분석결과, 슬래브의 온도 순서와 마찬가지로

3C+F20% 배합이 가장 높은 성숙도를 보 으며, 다음

으로는 3C+S40% 및 1C+F20% 순이었다. 

다음으로 압축강도를 평가하 으며, Fig. 8은 초기 3

일 재령까지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타

설 후 6시간까지는 강도가“0”이었으며, 12시간이 지나

서부터 강도가 조금씩 발현되기 시작하 다. 그 이후

24시간까지는 3C+F2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C+S40% 및 1C+F20% 순으로 나타났다. 3일 재령의

강도는 1C+F20%이 3C+S40%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고로슬래그가 시멘트나 플라이 애시보다 밝은 색이어서

빛을 반사시키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이 초기에 조기강도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

하 다.

다음으로 각 재료별 및 줄눈절삭 시기에 따른 줄눈 상

태를 육안으로 조사하 다. 6시간에 줄눈을 절삭한 경

우는 모든 배합에 있어 강도 발현이 미미하여 큰 손상

이 발생하 다. 조금씩 강도가 발현되는 12시간 재령

의 줄눈 상태는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6시

간 재령의 상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일정 수준의

강도가 발현된 18시간 재령에서는 3C+F20% 배합에

서는 라벨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3C+S40% 배합에

일반양생포를 살포한 경우와 1C+F20% 모든 경우에

있어 라벨링이 발생하 다. 21시간 재령 이후에는

3C+F20%와 3C+S40%에서는 라벨링이 미발생하

다. 1C+F20% 배합은 시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라

벨링이 조금씩 발생하 다. 

각 줄눈부에서의 라벨링 면적을 측정하여 줄눈 건전

도를 평가하 다. 줄눈별 라벨링 평가 방법은 육안조사

를 통해 줄눈에 발생한 라벨링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

다.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줄눈별 라벨링 면적을 계

산한 후 줄눈의 단위 길이당 면적을 계산하여 라벨링 지

수를 산정하 다. 산정식은 FHWA에서 제시한 다음 식

을 적용하 다(FHWA, 2006).

여기서, Y = 1+A/L (mm2/ft)

A : 줄눈 라벨링 면적 (mm2)

L : 조사된 줄눈 길이 (ft)

이러한 줄눈의 상대 평가를 위하여 각 줄눈의 지수(R)

를 산정한 후 구간별 등급을 부여하 다. 각 줄눈의 줄

눈 상태 등급은 Table 11에서 라벨링 지수에 따라 구분

된다. 

Fig. 7  Maturity according to Experimental Variable 

and Cutting Time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Each Mix Design

(3 Day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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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경우이다. 육안조사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3C+F20%

배합의 건전도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른 봄이나 초겨울에 콘크리트 포장

을 시공하는 저온 환경에서 강도발현을 앞당길 수 있는

배합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 다.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

시공을 통해서 재료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일련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온 환경에서 조기에 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콘크리

트 포장 재료에 대한 실내 물성 시험 결과, 공기량 및

슬럼프는 1종 및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모든 배합에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

로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이 1종 시멘트를 적용한

경우보다 초결 및 종결이 앞당겨졌으며, 강도발현도

더 빨랐다. 광물혼화재의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응결 및 강도가 빠르게 발현되었으며, 전체적

으로 플래이 애시를 20% 치환한 배합이 슬래그 40%

를 치환한 배합보다 저온 환경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2. 동결융해 시험결과, 공기량을 6% 확보할 경우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무게감량의 경우 동일 조건에

서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이 상대적으로 폭이 적

었다. 상대동탄성계수의 경우는 3종 시멘트 단독으

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들보다 더 높았다. 

3. 현장 시험시공에서 얻은 데이터에서 3종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의 초결 및 종결은 현재 고속도로 콘크리

트 포장 배합보다 더 빨랐다. 성숙도의 경우도 3종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

3종시멘트+플라이 애시 20% 치환 배합이 가장 높았

다. 초기 3일 동안의 압축강도에서도 성숙도의 결과

와 유사하게 3종 시멘트+플라이 애시 20% 치환 배

합이 가장 높았으며, 3종시멘트+고로슬래그 40% 치

환 배합 및 1종시멘트+플라이 애시 20% 치환 배합

순으로 나타났다. 라벨링 평가 결과, 3종시멘트+플

라이 애시 20% 치환 배합이 가장 우수하 으며, 1종

시멘트+플라이 애시 20% 치환 배합이 가장 좋지 않

았다. 또한 시험시공 환경에서 약 12시간 이상을 양

생하여야 3종 시멘트 배합도 양호한 줄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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